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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온 초전도체(High Temperature Superconductor, 

HTS)는 저온 초전도체(Low Temperature Supercon- 
ductor, LTS)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로 큰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초전도성을 얻을 수 있어, 현재 
과밀화된 송전 시스템에 그 적용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다. 
이 HTS를 이용한 전력케이블 시스템은 초전도 시스템의 
특성상 콤팩트한 사이즈로도 대용량의 전력운송이 
가능하므로, 에너지 밀도가 높은 대도시에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1]. 그러므로 HTS 전력수송이 과밀화된 현대 
대도시의 전력 공급에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HTS 전력케이블 시스템을 적용하고자 그 
현실성을 연구하였다. 특히 2000년대 들어 30 m 이상의 
장거리 초전도케이블의 실용성이 시험되었으며[1], 
2012년에는 410 m, 22.9 kV/50MVA 급의 교류 HTS 
전력케이블에 대해 그 실용성이 확인되었다[2]. 

 현재 HTS 전력 케이블 시스템에 사용되는 고온 
초전도체는 대부분 Bi-2223 (Bi2Sr2Ca2Cu3O10) 또는 
YBCO (YBa2Cu3O7)이다 [3]-[4]. 이들의 임계온도는 90 
K 이상으로, 액체질소의 포화온도인 77 K 부근에서도 
초전도성을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초전도 전력 
케이블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류 밀도 (current density), 
자기장(magnetic field) 및 온도를 고려해야 한다[5]. 
그러므로 실제 냉각 온도는 액체질소의 과냉각 온도인 66 K 

에서 77 K 정도로 냉각되어야 한다[6]. 일반적인 HTS 
전력케이블 시스템은 이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고자 
과냉각된 액체질소를 냉매로 하여 시스템을 구현한다. 
과냉각 액체질소를 형성하기 위해 액체질소 용기 내부 
압력을 낮추는 개방형 감압 방식 (Open - loop 
decompression system)이 주로 쓰인다. 이 방법은 
액체질소를 감압시켜 밖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냉매의 
손실이 필연적이며 극저온 유체를 계속 충전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액체질소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폐쇄형 
(Closed-loop) 냉각 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하며, 극저온 
냉동기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극저온 냉각 시스템은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며, 열교환형 
(Recuperative type)과 재생형 (Regenerative 
type)으로 나눌 수 있다[7]. 현재 70 K 부근의 냉동기는 
스털링 (Stirling) 냉동기가 가장 효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초전도 케이블의 냉각을 위해서는 수 
kW에서 수십 kW이상의 큰 냉각용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현재 개발된 스털링 냉동기로는 구현하기 매우 어렵다. 현재 
HTS 전력케이블 실증 시스템에서는 여러 개의 스털링 
냉동기를 이용하거나 개방형 감압 시스템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8]. 최근 국내 HTS 전력 케이블 
연구사업에서 1 km 길이에 달하는 HTS 케이블을 
냉각시키고자 10 kW 대의 냉각용량을 갖는 
브레이튼(Brayton) 냉동기가 설계된 바 있으나,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다[9]. 

이를 위해서는 효율은 다소 낮으나 냉각용량의 확대가 
용이한 Joule-Thomson (J-T) 냉동시스템이 대안일 수 
있다. 현재 J-T 냉동기는 순수 냉매를 이용하는 것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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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osed-loop J-T (Joule-Thomson) refrigeration cycle is advantageous compared to common open loop N2 decompression system 
in terms of nitrogen consumption. In this study, two closed-loop pure N2 J-T refrigeration systems with sub-atmospheric device for 
cooling High Temperature Superconductor (HTS) power cable are investigated. J-T cooling systems include 2-stage compressor, 
2-stage precooling cycle, J-T valve and a cold compressor or an auxiliary vacuum pump at the room temperature. The cold 
compressor and the vacuum pump are installed after the J-T valve to create sub-atmospheric condition. The temperature of 67 K is 
possible by lowering the pressure up to 24 kPa at the cold part. The optimized hydrocarbon mixed refrigerant (MR) J-T system is 
applied for precooling stage. The cold head of precooling MR J-T have the temperature from 120 K to 150 K.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cold compressor are invstigated and applied to design parameter of the cold compressor. The Carnot efficiency of 
cold compressor system is calculated as 16.7% and that of vacuum pump system as 16.4%. The efficiency difference between the 
cold compressor system and the vacuum pump system is due to difference of enthalpy change at cryogenic temperature, enthalpy 
change at room temperature and different work load at the pre-cooling cycle. The efficiency of neon-nitrogen MR J-T system is also 
presented for comparison with the sub-atmospheric devices. These systems have several pros and cons in comparison to typical MR 
J-T systems such as vacuum line maintainability, system’s COP and etc. In this paper, the detailed design of the subcooled N2 J-T 
systems are examined and some practical issues of the sub-atmospheric device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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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온도범위에서 J-T 팽창 효과를 극대화 시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혼합냉매 (Mixed Refrigerant)를 
이용하여 냉동기를 제작하고 있다[7]. 최적화를 수행한 
혼합냉매 J-T 냉동기의 경우, 70 K에서 COP 
(Coefficient of Performance) 0.053, 카르노 효율 약 
18%의 냉동기가 설계된 바 있다[10]. 이처럼 최적 설계를 
수행한 J-T 냉동기의 경우 효율 측면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감압 시스템을 대체하고자 순수 
질소를 냉매로 사용하는 고효율의 J-T 냉동기를 
설계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HTS 전력케이블의 
요구 냉각 온도가 약 70 K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순수 
질소를 J-T 냉동기의 냉매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압 
비등점 (Normal boiling point)보다 낮은 온도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J-T 냉동기의 경우 
압축기로 돌아가는 압력이 일반적으로 상압 (1 bar) 
이상이다. 그러므로 J-T 냉동기의 J-T 밸브 후단인 
저온부의 압력을 낮춰 주고 압축기 회수부의 압력은 높여줄 
수 있는 감압장치 (Sub-atmospheric device)가 
필요하다. 과냉각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감압 펌프 
(Decompression pump) 혹은 극저온 압축기 (Cold 
compressor)를 고려하였으며, 감압 장치를 추가한 
사이클은 상용 해석 프로그램(HYSYS)을 이용하여 그 
최적의 성능을 확인하였다[11]. 본 논문에서는 이 
시스템이 적용 가능한지 확인하고자 이미 연구된 고효율의 
혼합냉매 J-T 냉동기와 동일한 냉각용량 요구 조건을 
적용하였다. 이 조건을 토대로 설계한 결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하여 시스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극저온 압축기의 현재 구현 상황 
및 관련 연구를 간략히 언급하였다. 

  
 

2. 개방형 극저온 감압 냉각 시스템 

 
HTS 전력 케이블 시스템은 주로 액체질소를 감압하여 

형성된 과냉각 질소를 이용하는 개방형 냉각시스템으로 
냉각된다. 이 방법은 가장 간편하고 안정성이 있는 방법으로,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HTS 순환용 액체질소와 냉각을 
위한 과냉각 액체질소, 두 액체질소 사이의 열교환기 및 
감압 시스템으로 구성된다[10]. 전력 케이블을 순환하기 
위한 순환용 액체질소는 HTS 케이블을 통과하면서 

가열된다. 가열된 순환용 액체질소는 감압장치를 이용해 
과냉각된 액체질소와 열교환을 통해 냉각되고, 순환펌프를 
이용해 다시 HTS 전력케이블을 냉각시키는 구조이다. 

감압 시스템은 시스템 구성이 간편한 이점 때문에 다양한 
연구자들이 실증에 사용하였다. 2003년 Fan 등은 10 m의 
HTS 전력 케이블용 극저온 냉동 시스템을 액체질소를 
이용하여 구성하였다[12]. 냉매로 사용되는 과냉각 
액체질소를 형성하기 위해 감압 시스템 (Decompression 
system)이 적용되었으며 72 L/h의 사용율을 보였다. 
2006년 Demko 등은 길이 5 m, 3축의 HTS 전력 케이블 
실증 실험을 수행하였고, 동일한 형태의 감압시스템을 
구축하였다[13]. 이 시스템은 평균 16.8 g/s의 액체질소 
배출량을 보였으며, 환산하면 약 71.5 L/h이다. 2012년 
한국전력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의 경우, 410 m의 HTS 
전력 케이블 시스템에 감압 펌프를 이용한 냉각 방법이 
적용되었다[2]. 이 시스템에서는 감압펌프의 초당 
감압율이 600 m3/h로, 기체 및 액체질소의 밀도를 이용해 
환산하면 약 712 L/h의 감소율을 보인다. 각 시스템의 감압 
장치로 소모되는 단위 길이별 액체질소의 양은 각각 7.2 
L/h, 4.77 L/h 및 1.75 L/h 이다. 감압시스템의 액체질소 
소모량은 단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개방형 시스템이므로 액체질소의 재충전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LN2

Reservoir for 
decompression 

unit

Sub-cooler

Decompression 
pump

To air

HTS Power Cable
Reservoir

Unit

Circulation
pump

Liquid Nitrogen Circulating

 
 
Fig.  1. Schematics of decompression refrigeration system 
for HTS power c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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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s of closed-loop decompression refrigeration cycle (a) with cold compressor, (b) with vacuum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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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쇄형 극저온 감압 냉각 시스템 
 
3.1. 개요 

개방형 냉각 시스템은 액체질소의 재충전 및 극저온 
유체의 수송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폐쇄형 냉각 시스템을 구현하여 이 단점을 해결 할 수 있다. 
이에 적용이 가능한 다양한 극저온 냉동기가 존재하나, 본 
연구에서는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쉽게 대형화가 가능한 
J-T 냉동기가 HTS 전력케이블 냉각시스템에 적용되었다. 
본 J-T냉동기의 냉매는 순수 질소를 이용하여 개방형 감압 
시스템과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도록 하였으며, 과냉각 
상태를 이용하기 위하여 저압부에 감압 장치를 추가한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저압부에 사용되는 감압장치는 
2가지 종류로 구분되며, 감압펌프와 동일한 형태인 
진공펌프(Vacuum pump)를 설치하는 방식과 
기화기(Evaporator) 후단에 극저온 압축기(Cold 
compressor)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나눈다. 냉각 시스템의 
개략도는 다음 Fig. 2.와 같다. 

주 시스템(main system) 및 예냉 시스템(pre- cooling 
system)은 동일한 2단 압축기(C1, C2 및 C3, C4) 형태를 
지니고 있다. 1단 압축기를 사용하게 되면 압축비 

(고압/저압)가 매우 높은 상황이 되어 비현실적인 상황이 
모사되므로 구현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기 위하여 
예냉사이클과 주 사이클 모두 2단 압축기로 고려하였다. 
1단 압축기(C1, C3)의 토출 압력은 예냉 사이클과 주 
사이클 모두 500 kPa 이상, 800 kPa 이하로 제한하였으며, 
2단 압축기(C2, C4)의 경우 토출압력 3000kPa 이상 
4000 kPa 이하로 설정하였다. 팽창부를 통과한 순수 
질소의 상태는 포화기액혼합물 (Saturated Liquid Vapor 
Mixture, SLVM)의 상태로 존재하며, 통과후 압력은 요구 
온도조건인 67 K 의 포화압력 24. 7 kPa로 가정하였다. 
HTS 전력케이블의 요구 냉각용량은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74 K, 300 kPa의 액체질소가 70 K, 300 kPa으로 
51.8 g/s의 질량유량으로 이송되는 상황, 즉 요구 냉각용량 
약 383.5 W 가 냉각되는 조건을 고려하였다.  순수한 
질소를 순환시키는 냉각 사이클은 필연적으로 예냉 
(pre-cooling)을 요구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고려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예냉 사이클은 J-T 사이클 중 효율이 
가장 높은 가연성 혼합냉매(메탄, 에탄, 프로판, 질소)를 
고려하였다. 상기 사이클들은 Aspen Technology사의 
ASPEN Process modeling HYSYS version 7.3으로 
해석하였다[11]. 

 

3.2. 극저온 압축기를 사용한 폐쇄형 감압 냉각 시스템 

TABLE 1 
Characteristics of developed cold compressors. 

reference Inlet 
temperature [K] 

Inlet 
pressure [kPa] 

Outlet 
pressure [kPa] 

Compression 
ratio [-] 

Mass flow rate 
[g/s] 

Isentropic 
efficiency [-] 

Bonneton et al. [14] 3.5 – 4.4 1.0 3.0 3 18 0.57 

Hamaguchi et al. [16] 3.0 23 120 5.2 15.9 - 
Bézaguet et al. Air Liquide 
[15] 4.2 1.0 3.0 3 12 0.6 

Bézaguet et al. IHI [15] 4.4 1.0 3.0 3 18 0.75 

Bézaguet et al. Linde [15] 3.5 1.0 3.0 3 18 0.64 

Park et al. [17] 4.4 290 560 1.9 30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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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HX

MR HX
MR J-T 
valve

Evaporator

SC cable coolant out

T = 70 K
P = 300 kPa

QL = 383.5 W

 MR discharge
P12 = 30.89 bar

T12 = 295 K

AC4

Before MR J-T
P13 = 30.89 bar
T13 = 153.4 K

After MR J-T
P14 = 1 bar

T14 = 123.7 K
x = 0.28

After Subcooled HX
P15 = 1 bar

T15 = 148.1 K
x = 0.4295

Before MR compressor
P16 = 1 bar

T16 = 283.4 K

1st MR discharge
P17 = 6.995 bar

T17 = 300 K

Pre-cooling MR J-T

Cold comp

Cold HX

Methane 

Ethane   

Propane 

Nitrogen 

: 0.3931

: 0.1593

: 0.3815

: 0.0661

Total Mass flow rate : 8 g/s

Cold HX hot out
P7 = 0.24 bar

T7 =67 K
x = 0.7855

MR ratio

21
3

4 5 6 7

8

910

11

SC cable coolant in

T = 74 K, P = 300 kPa
m =51.8 g/s
.

 
Fig.  3. Optimized result of N2 decompression J-T refrigeration system with cold compr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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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저온 압축기는 과거에도 있었으나 1993년부터 그 
적용성이 더욱 활발히 개발되어 왔으며, Bonneton 등이 
1997년 CERN의 LHC에 적용된 헬륨 극저온 압축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14]. 극저온 압축기는 4 K의 극저온 
헬륨을 압축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압축비 및 유량은 
다양한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1999년에는 Bézaguet 등이 
3종류의 상용 극저온 압축기를 LHC에 적용한 바 있고[15], 
Hamaguchi 등이 2006년에 적용한 극저온 압축기는 
압축비 5.2를 달성한 바 있다[16]. 2012년에는 한국의 
국가핵융합연구소(NFRI)에서 제작한 KSTAR(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의 
헬륨 냉각 시스템에 헬륨의 순환시스템으로 극저온 
압축기를 사용하였다[17]. 이 극저온 압축기는 액체 
헬륨의 온도대역인 3 K 부터 7 K 까지 극한 상황에 그 
실증시험이 확인되었으므로, 충분히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범위인 액체질소 온도대역에 적용 가능할 
것이다. TABLE 1에 다양한 극저온 압축기의 상세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TABLE 1에 언급된 극저온 압축기들은 평균 압축비 약 
3.2를 지니고 있고, 효율은 평균 0.66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액체 헬륨 온도대역에 사용된 극저온 압축기이므로, 
액체질소 온도대역에 적용할 경우에는, 작동 온도대역이 
70 K 부근으로 비교적 높아 헬륨의 경우보다 효율 및 
압축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와 유사한 성능을 지닌 극저온 압축기를 
HYSYS에 적용하였으며, 계산된 결과는 Fig.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압축기(C1, C2, C3, C4)의 등엔트로피 
효율(Isentropic efficiency)은 0.8로 가정하였고 극저온 
압축기의 등엔트로피 효율은 0.66으로 가정하였다. 주 
시스템의 압축기(C1, C2)는 각각 2.339 kW, 2.214 kW 의 
일률(Work input)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예냉 
시스템의 압축기(C3, C4)는 각각 1.769 kW, 1.303 kW의 
일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극저온 압축기는 0.3635 
kW의 일이 사용될 것으로 계산되었다. 시스템에 요구되는 
총 일률은 7.99 kW, 냉각용량은 0.3835 kW로 계산되는 
COP는 수식 (1)에 의해 0.048로 계산되었다[18]. 

 

total 1 2 adj 3 4

COP L LQ Q
W W W W W W

= =
+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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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uum pump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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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 = 30 bar
T12 = 160.9 K

After MR J-T
P13 = 1 bar

T13 = 138.8 K
x = 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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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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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 Optimized result of N2 decompression J-T refrigeration system with decompression pump. 

TABLE 2 
Required power and COP of various J-T refrigeration system. 

Description 
 
 

Type 

W1 [kW] W2 [kW] W3 [kW] W4 [kW] Wadj [kW] COP [-] Carnot 
efficiency [%] 

Power at C1 Power at C2 Power at C3 Power at C4 Power at sub-atm. 
device   

Cold Compressor 2.339 2.214 1.769 1.303 0.3635 0.0480 16.7 

Decompression pump 1.587 2.556 1.327 0.887 1.782 0.0471 16.4 

Neon-N2 MR J-T 1.782 1.811 1.841 1.845 - 0.0526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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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djW 는 극저온 압축기에 요구되는 일률 혹은 감압 

펌프에 요구되는 일률이며, 자세한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3.3. 감압 펌프를 사용한 폐쇄형 극저온 감압 냉각 시스템 
극저온 압축기는 제작과정에 있어 매우 까다롭고 성능을 

확보하기 힘든 단점이 사실상 존재한다. 특히 극저온의 
특성상 매우 높은 안정성을 확보하고 저온 단열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상온 상황에서 감압 펌프를 
이용한 사이클 구성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앞서 Fig. 2. (b)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온에서의 
감압펌프는 진공펌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클 
제작이 극저온 압축기에 비해 비교적 간편하다. Fig. 4.에 
감압 펌프를 사용한 냉각 시스템의 계산 결과를 나타내었다. 
극저온 압축기와 동일한 HYSYS로 계산하였고 감압 펌프의 
효율은 일반적인 압축기의 등엔트로피 효율인 0.8로 
가정되었다.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고자 감압펌프의 
토출압력을 80 kPa 이상, 120 kPa 이하의 제한조건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계산 결과, 주 시스템의 압축기는 각각 
1.587 kW, 2.556 kW의 일률이 필요하며, 예냉 시스템의 
압축기는 각각 1.327 kW, 0.887 kW로 비교적 적은 양의 
일률이 계산되었다. 시스템에 사용되는 총 일률은 8.14 kW, 
냉각 용량 0.3835 kW로 COP는 수식 (1)에 의해 
0.0471로 계산되었다. 자세한 계산 결과는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3.4. 시스템 고찰 

본 연구에서 고려한 냉각 시스템들의 최적 COP는 각각 
0.048, 0.0471을 나타내었다. 본 냉각 시스템들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효율 최대화를 모색한 

네온-질소 혼합냉매 J-T 냉동기와 비교하였으며, 자세한 
수치는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P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 네온-질소 혼합냉매 J-T 냉동기는 COP가 
0.0526으로 극저온 압축기를 사용한 시스템과는 
0.0034의 차이를, 감압펌프를 이용한 시스템과는 
0.0055의 COP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를 카르노효율 
(Carnot efficiency)과 비교하여 계산한 결과 역시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다[18]. 

 

system system

carnot c h c

COP COP
COP T T T

η = =
−

                                     (2)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각 주 압축기(C1, 
C2) 및 예비냉각용 압축기(C3, C4)에 요구되는 일은 크게 
차이가 없다. 다만 adjW 의 양이 크게 차이가 나며, 이러한 

차이는 극저온과 상온에서 압축에 필요한 일률의 차이로 
나타난다. 이 결과는 극저온 상황과 상온 상황의 기체의 
특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극저온 상황에서는 냉매로 
사용되는 질소의 엔탈피 변화량이 상온 질소의 엔탈피 
변화량보다 현저히 작다. 그러므로 등엔트로피 과정으로 
압축기가 작동한다 하더라도 극저온에서 압축하는 상황이 
상온에서 압축하는 상황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일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극저온 압축기의 등엔트로피 효율이 
낮더라도 상온의 감압펌프 보다 더 적은 일을 소모하면서도 
유사한 가압상황을 구현할 수 있다. 각각 시스템이 경험하는 
상태를 Fig. 5. 에  온도-엔트로피 선도로 확인할 수 있고, 
상세한 엔탈피 변화량을 TABLE 3에서 확인할 수 
있다[19]. 

Fig. 5. 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극저온 압축기의 
압축과정은 상온의 감압펌프에서 수행하는 압축과정에 
비해 엔탈피 차이가 현저히 적어 그 효율성이 뛰어나다. 
압축기 자체의 효율성을 비교하더라도 TABLE 2의 adjW  
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 6배 정도로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극저온 압축기 시스템은 상온의 감압펌프 
시스템에 비해 전체 시스템의 효율 측면에서 그다지 
뛰어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 이유는 예냉 사이클에 
더 많은 부하가 걸려 감압펌프 시스템과 비교하여 더 많은 
예비 냉각 용량 및 낮은 예냉 온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Fig. 3. 및 Fig. 4.의 4번 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냉 사이클의 냉각 온도가 극저온 압축기 시스템과 
감압펌프 시스템 각각의 경우에 129.9 K, 141.8 K 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극저온 압축기 
시스템이 예냉 사이클 후단에서 더 많은 냉각용량을 

TABLE 3 
THERMODYNAMIC PROPERTIES OF INLET AND OUTLET OF 

SUB-ATMOSPHERIC DEVICE. 

Condition Temperature 
[K] 

Pressure 
[kPa] 

Enthalpy 
[kJ/kg] 

Enthalpy 
difference 

[kJ/kg] 
Cold comp. 

suction 
67 24.67 68.648 

55.032 Cold comp. 
discharge 

120.5 100 123.68 

Decomp. 
suction 

297 24.67 308.23 

216.97 Decomp. 
discharge 

504.5 120 5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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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s diagram of process (a) cold compressor cycle, (b) decompression pump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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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함에 따라, 예냉 사이클에서 사용하는 일의 양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해석 결과에서 상온의 감압 
펌프 시스템에 비해 극저온 압축기 시스템의 효율이 크게 
높지 않게 나타난 원인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공정모사를 할 때 과냉각 액체질소를 
이용하는 개방형 냉각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폐쇄형태의 과냉각 액체질소 냉각 시스템을 설계하고, 
최적의 설계 조건을 계산하였다. 폐쇄형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J-T 냉동 사이클 형태를 고려하였으며, 순수 
질소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요구 
온도 조건은 67 K 으로 이 온도조건을 만족하고자 감압 
장치로 이용될 수 있는 극저온 압축기와 감압펌프를 
시스템에 포함시켜 상용 프로그램인 ASPEN 사의 
HYSYS를 이용해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기존에 연구된 
고효율의 MR J-T 냉동기와 비교를 해 본 결과, 카르노 
효율 약 2% 차이 내에서 상당히 높은 효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극저온 압축기는 헬륨용 극저온 
압축기로, 압축기의 사용 온도대역이 10 K 부근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온도대역이 70 K 부근으로 올라가게 되면, 
효율이 높아지고 압축비 또한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또한 극저온 압축기는 저온에서 냉매를 압축하기 
때문에 냉각 성능적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고, 감압 펌프에 
비해 진공 배관의 길이가 짧아 주변으로부터 이물질의 
유입이 적다. 추가적으로 압축기로 돌아오는 유로의 
압력강하가 감소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반면에 감압 
펌프는 극저온 압축기에 비해 상용화가 많이 되어 있고, 
일반적인 진공펌프를 대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지 및 
보수가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하다.  

본 연구에서는 극저온 압축기의 개략적인 성능에 대해 
언급하였고, 이 조사된 성능을 기반으로 사이클을 
설계하였다. 극저온 압축기는 J-T 냉동 사이클에 충분히 
적용 가능하며, 그 효율 또한 혼합 냉매를 사용하는 냉동 
시스템과 비교하여 크게 감소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기타 극저온 냉동기인 스털링 냉동기나 브레이튼 
냉동기의 효율에는 못미치는 J-T 냉동 사이클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직 존재한다. 이는 순수 냉매를 이용하여 목표 
온도에 도달하고자 한 측면에 있어서의 부족한 점이며, 높은 
효율을 나타내는 가연성 혼합냉매를 이용하여 설계를 
한다면 고효율의 사이클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반면에 본 연구에 제안된 설계는 순수 질소를 냉매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냉매의 특성을 이용한 냉동기의 성능을 
결정하기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저온부 및 
배관의 일부가 진공상태라 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 측면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러나 본 설계는 개방형 액체질소 
과냉각 시스템을 대체할 폐쇄형 J-T 극저온용 냉각기의 
설계로서 그 적용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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